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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최근 원유·가스 산업 현황
ㅇ '17년 베트남의 원유 생산량은 유전의 노후화와 새로운 개발에
대한 투자 저조로 인해 감소함
- 원유 생산량은 10.8% 감소한 1,357만 톤을 기록함(GSO, 2018)
- 천연가스 생산량 또한 발전소의 가스 수요가 줄면서 7.7% 감소
한 98억 m3을 기록함
2016~2017년 베트남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

자료: GSO, 2018

ㅇ '17년 원유 수출량은 681만 톤으로 큰 변동이 없으나 유가의
상승과 함께 원유 수출액은 21.8% 증가한 28.8억 달러를 기
록함(베트남 관세청, 2018)
- 베트남은 중국에 가장 많은 원유를 수출했으며(36.5%) 태국
(15.5%), 일본(11.7%), 호주(9.7%), 말레이시아(7.8%), 싱가포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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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.5%)가 뒤를 이음

2017년 베트남 원유 수출

2017년 베트남 원유 수출 시장

자료: 베트남 관세청, 2018

ㅇ ’17년 브렌트원유가가 57 달러에서 70달러로 꾸준히 증가함
(Bloomberg, 2018)
- '18년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의 이란제재와 전 세계 석유 수
요 증가에 대한 우려로 유가가 84 달러까지 상승했다가
OPEC의 공급 급증으로 유가는 11월 말에 59 달러로 하락함
2014~2018년 브레트원유가

자료: Bloomberg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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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

베트남

주요

원유·가스

생산지로는

바리아-붕따우(Ba

Ria-Vung Tau) 해안가에 위치한 꾸롱(Cuu Long)과 남꼰손
(Nam Con Son)이 있음
- 꾸롱(Cuu Long) 분지는 원유 매장량이 많고 베트남 최대 유
전인 박호(Bach Ho)가 위치해 있음
- 30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박호(Bach Ho)는 현재 채굴량이
감소하고 있음
- 꾸롱(Cuu Long) 분지의 다른 주요 유전으로는 스뜨덴(Su Tu
Den), 떼쟈짱(Te Gia Trang)이 있음
ㅇ 남꼰손(Nam Con Son) 분지는 가스 매장량이 풍부함
- Lan Tay / Lan Do와 Hai Thach / Moc Tinh 유전은 남꼰손
(Nam Con Son)에 있으며 베트남 천연 가스의 65%를 공급함
- 최근 Ca Voi Xanh과 B 광구 프로젝트와 함께 Song Hong과
Malay 분지에서 대규모 가스 탐사를 진행 중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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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주요 원유 및 가스 매장지역

자료: FPTS

ㅇ 베트남의 원유·가스 산업은 국영 기업인 Petro Vietnam社가
독점하고 있음
- 원유·가스 공급사슬은 유전조사 및 생산을 하는 업스트림
부문, 저장 및 수송의 미드스트림 부문과 정제, 석유화학 공
정의 다운스트림 부문으로 나뉘며 Petro Vietnam은 이 모든
공정에 참여하고 있음
- Petro Vietnam은 베트남의 모든 업스트림 부문에 대한 사업
권한을 가지고 있음
- 원유·가스 비축분야 기업으로는 ExxonMobil社(미국), Vietsovpetr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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社(베트남-러시아 합작투자 기업), Gazprom&Rosneft社(러시아) 등
이 있음
- ExxonMobil은 Ca Voi Xanh을 개발한 기업이며 Vietsovpetro
의 주요 자산은 Bach Ho임
- Gazprom는 Petro Vietnam와 함께 Hai Thach / Moc Tinh를 개
발 중이며 Rosneft社는 Lan Tay / Lan Do의 대주주임
ㅇ 베트남 원유의 50%는 Petro Vietnam의 자회사인 PV Oil을
통해 수출함
- 나머지 50%는 Petro Vietnam의 “Dung Quat 정유소”에서
가솔린을 생산함
- 베트남은 두 번째 정유설비인 “Nghi Son 정유소”를 완공
했으며 ’18년 11월 가동을 시작함
- Petro Vietnam는 “Nghi Son 정유소”의 25.1%의 지분을 보
유하고 있음
- 베트남은 ’17년에 70억 달러의 가솔린 1,290만 톤을 수입함
-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수의 기업만이 가솔린을 수입 할 수 있음
- 가솔린은 Petrolimex社(산업무역부 소유), PV Oil 등이 공급함
ㅇ 천연가스는 Petro Vietnam의 자회사인 Petro Vietnam Gas가
독점 공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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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17년 베트남 천연가스의 용도별 소비현황을 보면 발전용
79%,

비료생산용 11%, 산업용이 나머지 10%를 차지함

(Annual Report, 2017)
ㅇ 규제와 관련하여 틀이 되는 세 가지 법률은 석유법(1993년),
개정 석유법 (2000년), 개정 석유법 (2008년)임
- 석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Petro Vietnam에 석유 사업 허
가권을 신청해야함
- 허가권 획득 방법으로는 공식 입찰 방식과 가장 보편적인
방법인 양사 간 합의가 있음
-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탐사권과 생산권을 모든 정유회사에
게 주고 그 수익을 정부와 정유회사가 분배하는 방식인 생
산공유계약(Production Sharing Contract; PSC)이 가장 보편적
인 계약 방식임
ㅇ 베트남의 원유·가스 산업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
쟁이 위험요소로 작용함
- ’17년 Repsol(스페인)社는 136-03 광구에서 시추 작업을 강제
철수했음
- 중국 측은 시추작업을 철수하지 않으면 스트래틀리군도에
있는 베트남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함
- ’18년 Repsol社는 남중국해의 07/03 광구에 위치해있는 C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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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ong Do라는 주요 원유·가스 프로젝트를 철수시킴
- 동 프로젝트는 철수 비용은 2억 달러로 추산됨

2. 향후 전망
ㅇ 베트남의 원유 생산은 ’25년까지 매년 10% 씩 감소 할 것으
로 전망됨(Reuters, 2018)
- 기존 유전의 매장량 감소와 Petro Vietnam의 자금 부족이
석유 생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함
- ’18년 11개월 동안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.9% 감소함
(GSO, 2018)
ㅇ 유가 상승과 새로운 원유·가스 신사업 계획은 원유·가스
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함
- EIA는 브렌트유유가를 ’17년의 54달러의 가격보다 높은 ’18
년에 73달러, ’19년에는 72달러를 평균 가격으로 책정함
- ’19년부터 ’22년까지 Su Tu Trang(2단계), Sao Vang - Dai
Nguyet, B 광구-O Mon 파이프라인, Nam Con Son(2단계) 파
이프라인을 포함한 주요 신사업이 계획되어 있음
ㅇ ’18년 이후 Petro Vietnam 산하 기업들을 민영화할 계획임
- ’18년과 ’19년에 Petro Vietnam은 Ca Mau Fertilizer(DCM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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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hu My Fertilizer(DPM), PV Insurance(PVI), PV Gas에 대한
지분을 매각할 방침임

3. 한국기업의 시사점
ㅇ 한국석유공사(KNOC)는 베트남에 1992년에 진출함
- 한국석유공사는 Rong Doi/ Rong Doi Tay 유전(11-2 광구)에
참여하였으며 Suu Tu Den/Su Tu Vang/Su Tu Trang/Su Tu
Nau(15-1

광구)를

개발한

Cuu

Long

Joint

Operating

Company에 대한 지분에 투자함
- 3.4억 달러 가치인 380만 배럴 저장 가능한 Dung Quat
Refinery 저장소에 투자함
ㅇ 한국-베트남 자유무역협정으로(VKFTA)의 혜택으로 베트남은
對한국 가솔린 수입이 증가함
- 가솔린 수입관세는 20%이지만, 자유무역협정으로 對한국 가
솔린 수입관세가 10%임
- ’16년부터 ’17년까지 베트남의 對한국 가솔린 수입은 103%
증가하여

’

17년 기준 19억 달러를 기록함(베트남 관세청,

2018)
- 가솔린은 전자 기기, 기계공구, 휴대폰, 섬유에 이은 한국의
對베트남 5위 수출 품목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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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의 원유·가스 부문에 많은 투자를 유치함
- ’18년 SK 에너지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주유소
운영 기업인 PV Oil의 지분 5.23%를 보유하고 있음
- ’17년 효성은 바리아-붕따우(Ba Ria-Vung Tau)에 위치한 복
합 석유 화학 단지와(12억 달러) LPG 저장 탱크에 투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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